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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한 영역인 언어영역활동을 실험집단에 적용해 봄으로써 창의성에 어떤 효과

가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

다.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W유치

원에 재원중인 만 5세반 유아 40명(남아 26명, 여아 14명)을 실험집단으로 M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5세반 유아 40명

(남아 22명, 여아 18명)을 통제집단에 임의 배정하였으며, 15주에 걸쳐 실험집단에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을 

통제집단에는 유치원 교육과정의 언어생활영역에 근거한 언어활동을 총20회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을 수행한 결

과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을 수행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의 유아들보다 창의성에 있어서 효과적이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linguistic activity on young children’s 

Creativity by applying an linguistic activity, one of the major realm of Project Spectrum, to experimental group. 

The following research task was established for this study. What effect does the linguistic activity through 

Project Spectrum on children’s Creativity?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80 of 5-year-old young children in two groups. They were divided and 

assigned into two groups, an experimental group(26 boys and 14 girls) and a control group(22 boys and 18 

girls). While the experimental group was engaged in the Project Spectrums linguistic activities for 15 weeks, the 

control group was engaged in kindergarten curriculum linguistic activities. It was revealed that Creativity through 

Project Spectrum of experimental group had much influence on children’s linguistic ability than control group in 

every field (speaking, listening, reading, and writing) by developing and applying detailed criteria for Creativity 

for this study.

Key Words : Project Spectrum, Creativity

*

교신저자 : 박윤(parkyun9179@hanmail.net)  

접수일 09년 04월 09일          수정일 (1차 09년 05월 14일, 2차 09년 06월 10일)        게재확정일 09년 07월 22일

1. 서론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는 창의적인 인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과거

에는 창의성이란 소수의 사람들만이 지닌 능력이며, 유전

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았으나 많은 연구자들이 창의성

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창의성은 인간의 보편적인 

능력이며 모든 인간이 잠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환경과 창의성 증진에 영향을 주는 교육

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1,2].   

특히, Torrance(1963)는 유아기는 창의성 발달에 있어

서 중요한 시기로서 창의성 계발에 필요한 창의적 상상

력은 4세에서 5세 까지 가장 발달하며 창의성이 절정에 

달하는 유아기 때부터 창의성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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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3].  이 시기의 언어와 관련된 학습경험은 언어발

달은 물론이고 다른 분야의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다. 이는 학습과 발달이 주로 타인과의 언어적 상호작용

을 통해서 이루어지며[4], 유아가 언어적 상호작용에 능

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언어행위가 발달하고 언어능력이 

증진되기 때문이다[5].  

위와 같이 Torrance가 언급한 4~5세 때는 특히 어휘가 

많이 발달하는 언어학습 능력의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이므로[6], 유아의 어휘 능력을 비롯한 언어활동 

증진을 위한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7]. 이에 강범

모(2005)는 사람들이 말했거나, 들어보지도 못했던 새로

운 문장과 표현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언어가 

창의성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8]. 또한 이철수, 문

무영과 박덕유(2004)도 인간은 새로운 사태가 출현하거

나 새로운 사물을 기술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언어능력

을 구사하여 새로운 표현이나 문장을 산출해내는 창의성

을 갖는다고 하였다[9]. 이처럼 언어와 창의성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언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한 유치원 교육과정

은 1969년에 처음으로 제정 공포된 이후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언어활동 증진에 대한 내용은 필

수적으로 포함되어 왔으며,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

정은 언어생활 영역의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영역

을 ‘읽기’와 ‘쓰기’로 분리하여 읽기와 쓰기의 전단계로

서의 기초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10].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언어생활은 듣기, 말하기, 

읽기․쓰기에 관심가지기의 3개 영역과 15개의 하위영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이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함

께 발달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의 실험

집단이 사용한 프로젝트 스펙트럼(Project Spectrum)의 

언어활동은 설명적 언어와 보고하기, 언어의 시적 사용과 

단어놀이, 창작한 이야기하기, 읽기와 쓰기의 4개 범주와 

20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은 유치원 교육과정의 

언어생활 영역과는 달리 듣기를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보지 않고, 듣고 설명하거나 보고하기, 듣고 이야기하기 

활동 등으로 듣기 후의 후속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즉 언

어활동이 단지 수용언어로서 보다는 표현언어로서의 학

습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야기하기 영역에서는 상상력과 

독창성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유아의 창의성은 학습과 일, 놀이를 할 때, 말하기, 그

림 그리기, 노래하기, 춤추기, 만들기와 같은 언어, 도형, 

소리, 동작, 조작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

을 창의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발달된다[11]. 

Vygotsky(1962) 역시 유아의 창의성은 상상적 놀이에서

부터 생겨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원자(2004)의 주장처

럼 유아의 창의성을 신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기에 

다양하고 적절한 활동의 체험기회가 필수적으로 주어져 

할 것이다[12].

창의성은 나이나 능력 등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잠재적인 특성[13]이며, 교육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14,15] 유아기가 

창의성 교육의 최적기라고 주장하였으며, Torrance(1995)

는 유아들을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7가지 

요소들을 묶어 ‘유아들을 위한 선언(the Manifesto for 

Children)’을 발표하였다.

이는 유아교육에서 창의성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 때

문에 개정된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창의성 교육을 적용 

가능한 모든 교육과정 영역에서 활용하도록 강조하고 있

다[16]. 창의성 교육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창의성

을 개발할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인 요구에서 출발하여, 

창의성에 대한 심리적 특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가 이루

어졌고, 나아가 창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17].  

이처럼 창의성 증진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창의성

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18-21]. 또한 

유아의 창의성을 계발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는 

창의적 사고와 신체표현, 문학과 창의성 등 다양한 방법

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22-25]. 

한편, 프로젝트 스펙트럼은 지식 위주의 활동이 아닌 

유아의 다양한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아의 강점을 

구체화하고 그 구체화된 강점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된

다. 즉, 유아가 스스로 선택한 8개의 학습활동 영역에서

의 활동 빈도와 활동 내용을 통하여 유아의 강점을 발견

한 후, 스펙트럼 학습센터에서 세부 활동을 실시한다. 프

로젝트 스펙트럼의 구체적인 학습활동은 기계와 도구, 과

학, 음악, 동작, 수학, 언어, 사회, 시각 예술활동의 8개영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마다 13～22개의 다양

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언어활동 영역은 4개의 

범주에 20개의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다. 

프로젝트 스펙트럼을 평가도구로서 보다는 교육과정

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언어능력과 논리적 관계력

[26], 음악능력[27,28], 미술능력[29], 친사회적 능력[30], 

사회적 능력[31], 자아존중감과 학교 적응력[32]등의 증

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안영진과 

안은정(2005)은 다양한 프로젝트 스펙트럼과의 연계과정

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33]. 

프로젝트 스펙트럼 언어활동의 범주 중에서 특히 이야

기하기와 읽기․쓰기활동은 유아의 상상력과 독창성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1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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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지영역과 18가지의 작업 양식을 통해서 유창성, 정

교한 묘사, 독창성, 상상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발산하

는 능력과 수렴적 사고를 반복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프로젝트 스펙트럼에서의 인지활동은 창의성의 

구성요소인 유창성, 정교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성급

한 종결에 대한 저항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영역 활동이 유

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

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

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말과 글을 즐겁고 바르게 사용하

기 위한 기초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자 하는 유치원 교육

과정 언어생활 영역의 교육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

는 교수법의 모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목

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1.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1-1.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유창성

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1-2.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정교성

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1-3.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독창성

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1-4.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제목의 

추상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1-5.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 유아들을 표집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기

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G광역시의 유치원 

두 곳을 선정하였다. 첫째, 만 5세반이 2개 이상인 유치

원. 둘째, 교사의 경력과 학력이 유사한 유치원. 셋째, 학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사한 유치원등이다. 선정된 

유치원 중에서 W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5세 2개반 유아 

40명(남아 26명, 여아 14명)을 실험집단에, M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5세 2개반 유아 40명(남아 22명, 여아 18명)

을 통제집단에 임의 배정하였다. 실험집단 유아의 평균연

령은 5년 8개월(M=68.1, SD=2.00)로서 통제집단 유아의 

평균연령 5년 8개월(M=68.5, SD=2.09)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구분 n
성 연령(개월)

t p
남 여 M SD

실험집단 40    26   14  68.10   2.00
.619 .540

통제집단 40    22   18  68.50   2.09

계(평균) 80    48   32  (68.30)  (2.04)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특성

2.2 창의성 측정도구

Torrance(1990)의 창의성검사 도구는 도형검사

(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Figural)와 언어검사

(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Verbal)의 2가지 형

태가 있다[34]. TTCT 도형검사는 5세부터 성인까지를 대

상으로 집단 또는 개인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TTCT 언

어검사는 6세 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집단 또는 개인

으로 실시할 수 있다. 2개의 검사 모두 A형과 B형의 동

형검사지가 있다.    TTCT 도형검사는 TTCT 언어검사에 

비해 연령, 교육수준, 문화 등에 영향을 덜 받을 뿐만 아

니라 아직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유아에게 적합한 도구

이기 때문에 TTCT 언어검사 보다 많이 사용되며[35], 본 

연구대상 유아들의 연령이 6세 미만으로서 언어검사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도형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Torrance(1990)의 TTCT 도형검사를 김영채

(1999)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TTCT 도형검사 A

형을 사전검사용, TTCT 도형검사 B형을 사후검사용으로 

사용하였다.

2.2.1 문항구성 및 내용  

TTCT 도형검사 A형은 그림 구성하기, 그림 완성하기, 

선 더하기, 그리고  TTCT 도형검사 B형은 그림 구성하

기, 그림 완성하기, 원을 사용하여 그림그리기의 3개 하

위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TTCT 도형검사의 하위요소(유

창성, 정교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성급한 종결에 대

한 저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89～.94로 나타

났다. Torrance는 TTCT 도형검사의 평가자간 신뢰도를 

.9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TTCT 도형검사 A형과 B형의 하위검사, 내용, 및 측정

요인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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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절 차 실시기간 실시자 대상 내  용

1
예비

검사
2006.8.7-11 연구자

유아 

3명

예비검사 내용과 검사결과
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대
처방안모색

2

교사

훈련 
8.16-17

연구자

교사
4명 

언어활동에 관한 내용과 
방법, 창의성검사 방법 및 
평가자간 일치도 훈련

평가

자

훈련

8.21-23
연구
보조
자

3
사전

검사
9.1-9.8

연구자

보조연

구자

유아 

80명

창의성 TTCT 도형검사 A
형(유창성, 정교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성급한 종
결에 대한 저항)

4
본 

실험
9.11-12.22

교사 

4명

유아

80명

실험집단: 프로젝트 스펙
트럼의 언어활동
통제집단: 유치원 교육과
정의 언어생활영역에 
       근거한 언어활동

5
사후

검사
2007.1.3-10

연구자

보조연

구자

유아

80명
TTCT 도형검사 B형

유형
하위

검사
내 용

측정요인

① ② ③ ④ ⑤

A형

(사전검

사용)

활동1

그림 

구성하기

곡선 모양의 형태를 하나 제시하고 이것이 일부가 되는 어

떤 그림이나 물건을 생각해 보게 하였다. 거기에다 아이디어

를 계속 더하기하여 재미있는 이야기의 내용이 되게 하고 

그림을 완성하면 그럴 듯한 제목을 적어 넣게 하였다.

- ○ ○ ○ -

활동2

그림 

완성하기

10개의 불완전 도형을 제시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이야기가 

완전하고 재미있는 물건이나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그리고 

빈칸에다 제목을 적어 넣게 하였다.

○ ○ ○ ○ ○

활동3

선 더하기

쌍을 이루고 있는 두개의 직선을 세트로 30개 제시하고 원

하는 대로 선들을 더 그려 넣어 어떤 물건이나 그림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생각해 보게 한다. 각각은 완전하고 재미있

는 이야기의 내용이 되게 하고 이름이나 제목을 적어 넣도

록 한다.

○ ○ ○ - -

B형

(사후검

사용)

활동1

그림 

구성하기

A형과 동일 - ○ ○ ○ -

활동2

그림 

완성하기

A형과 동일 ○ ○ ○ ○ ○

활동3

원을 

사용하여 

그림 

그리기

30개의 원을 제시하고, 원하는 대로 선을(직선이든, 곡선이

든 관계없이) 더 그려 넣어 어떤 물건이나 그림을 될 수 있

는 대로 많이 생각해 보게 하며, 각각에 될 수 있는 대로 완

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의 내용이 되게 하였다. 또한 각각에 

대하여 이름이나 제목을 적어 넣도록 하고 글을 모르는 유

아들은 교사가 유아의 의견을 물어 적어주었다.

○ ○ ○ - -

[표 2] TTCT 도형검사의 내용 및 측정요인

측정요인: ①유창성 ②정교성 ③독창성 ④제목의 추상성 ⑤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2.2.2 실시방법  

TTCT 도형검사는 각각의 유치원 교실환경을 조용하

고 안정되게 조성한 후 각 교실별로 20명씩 집단으로 실

시하였다. 활동별 검사 시간은 10분을 부여 하였으며, 활

동별 제한시간 10분이 지나면 모두 멈추게 한 후,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함으로써 측정시간을 준수하였다.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아들의 질문이나 행

동은 엄격하게 통제하였다. 검사자는 모든 활동 종료 후 

제목을 기록하지 않은 유아는 별도의 칸막이가 된 교실

로 불러 그림의 제목에 대해 물은 후 검사자가 검사용지

에 기록하였다.

2.2.3 채점방법  

TTCT 도형검사 점수(Creativity Index)는 5개의 창의

성 요소인 유창성, 정교성, 독창성, 제목에 대한 추상성,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의 원점수를 평균 100점과 표준

편차 20점을 갖는 표준점수로 변환해서 나타낸 것이다

(Torrance, 1990). 5개 요인별 원점수는 최하 1점부터 최

고 45점까지이며, 환산된 표준점수는 최하 40점에서 최

고 160점까지 이다. 따라서 창의성 전체에 대한 표준점수

는 최하 200점에서 최고 786점까지 이다.

      표준점수

 원점수        

유

창

성

정

교

성

독

창

성

제목의 

추상성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합

계

최하점 (1) 40 40 40 40 40 200

최고점 (45) 150 160 156 160 160 786

[표 3] 창의성의 원점수에 대한 표준점수의 최하점과 최

고점 

검사후 채점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창의성검사 전문

기관인 H창의성검사소에 채점을 의뢰하였다. TTCT 도형

검사 하위영역별 측정내용은 표 4 와 같다.

[표 4] TTCT 도형검사의 하위영역별 측정내용

하위영역 측정내용

유창성 관련된아이디어의 수; 도형 이미지를 만드는능력

정교성
발전된 아이디어의 수;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정교화 

하는 능력

독창성
통계적으로 드물게 나타나는 아이디어의 수; 비보편

적이고 독특한 반응을 하는 능력

제목의 

추상성
제목의 추상성 정도;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심리적 개방성의 정도; 정보처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

보를 고려하고 개방된 마음을 유지하는 능력

2.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예비검사, 교사와 평가자 훈련, 사전검사, 

실험처치 및 사후검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표 5] 연구절차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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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예비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할 검사도구의 검사당 총소요시간과 

지시문의 이해 정도, 학습 환경의 적절성, 검사 실시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실험대상이 아

닌 P유치원에서 유아 3명을 대상으로 5일간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그에 따른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성검사 지시문과 측정문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였다. 

둘째, TTCT 창의성검사는 제한시간 30분에다 문제지 배

부와 설명들의 시간을 고려하여 검사당 45분이 소요되었

다. 셋째, 귀가시간을 고려하여 반일제반 유아가 먼저 검

사를 실시하고 종일반 유아는 오후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2.3.2 교사 및 평가자 훈련

교사훈련은 실험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후, 교사변인이 실험에 영향을 미

치지 않도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수업활동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실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실험집단의 교사 2인은 W유치원에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이론적 근거,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20개 언

어활동의 세부적인 목적, 내용, 활동 실시 방안, 지도상의 

유의점에 대하여 훈련하였다. 통제집단 교사 2인은 M유

치원에서 교육부(1998)가 고시한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

의 언어생활영역에 근거한 언어활동 수업을 하는 데 있

어서 필요한 언어활동의 목적, 내용, 활동 실시 방안, 지

도상의 유의점등 언어활동의 준비사항들을 훈련하였다

[36]. 

평가의 객관화를 위하여 실험에 참여한 교사와 평가자

를 분리하였으며, 평가는 연구자와 보조연구자가 수행하

였다. 보조연구자는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 하였으

며, 4년 8개월의 유치원교사 경력을 가졌다. 

평가자 훈련은 창의성 검사시 질문 방법과 개입문제, 

소요시간, 실시상의 주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연구보조자에게 질문이나 제시 방법 등을 자세

히 설명한 후 직접 시연해 보게 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해 서로 협의하였다. 창의성 검사 방법

에 관한 내용은 검사시간, 검사지 작성방법, 검사실 환경 

조성 및 지시문을 유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었다. 

검사를 위한 교실환경은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할 때 

상이한 시각적 변화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벽면의 그

림판, 책상, 교구교재 등 동일한 환경으로 구성한 별도의 

교실을 이용하였다. 

창의성 검사의 채점은 전문기관인 H창의성 검사연구

소에 의뢰하였기 때문에 평가자간 평정일치도 훈련이 별

도로 필요하지 않았다.

2.3.3 사전검사

사전검사에서 창의성검사는 1일간 실시하였다. 평가

자와 유아는 rapport를 형성하기 위해 이름, 좋아하는 것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검사를 시작하였다. 연구자

와 보조연구자가 각각 20명씩 오전 10시와 오후 1시의 2

회에 걸쳐 45분 동안 활동1(그림 구성하기), 활동2(그림 

완성하기), 활동3(선 더하기)의 순서로 실시하였다. 

2.4 본 실험

2.4.1 실험처치 기간 및 일과운영

본 실험은 2학기 수업기간인 2006년 9월 11일부터 12

월 22일까지 15주 동안 주1～2회씩 총 20회 실시하였다. 

실험기간 중 활동계획의 일과는 표 6과 같다. 

시간 실험집단 통제집단

09:00～09:20 등원(건강상태 점검)

09:20～10:00 자유선택활동

10:00～10:10 정리정돈(화장실 다녀오기)

10:10～10:30 이야기나누기

10:30～10:50 간식

10:50～11:20 대․소집단 활동

11:20～11:30 정리정돈(화장실 다녀오기)

11:30～12:15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

유치원교육과정에 근거한 

언어활동

12:15～13:00 점심식사

13:00～13:20 이닦기

13:20～14:00 실외놀이활동

14:00～14:30 평가 및 귀가지도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일과 운영표

2.4.2 실험처치 내용

실험집단은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을 하였고, 

통제집단은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언어생활영역에 근

거한 언어활동을 하였다. 예를 들면, 생활 주제 ‘교통기

관’의 경우, 통제집단이 ‘뱅뱅 긴급 구조 헬리콥터’ 학습

활동을 할 때 실험집단은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 

중 ‘뉴스 보고하기’ 활동을 하였다.

프로젝트 스펙트럼은 15가지의 인지영역과 18가지의 

작업 양식에서 유창성, 정교한 묘사, 독창성, 상상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발산하는 능력과 수렴적 사고를 반복해

야 하는 활동을 통해 창의성이 증진된다[37]. 또한 유치

원 교육과정에 근거한 언어생활영역의 언어활동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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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제

주 회차
실험집단의 
학습활동

통제집단의 
학습활동

창의성범주

① ② ③ ④ ⑤

환경
보호

1 1
음향효과와 함께 

이야기하기
아름다운 소리와 
소음  표현하기

○ ○ ○ - ○

교통
기관

2 2 우리들의 노래 배 ○ ○ ○ ○ -

3 3 편지함 글자를 운반하는차 ○ ○ ○ ○ ○

4 4
나는 

누구일까요? 책 
만들기

교통수단 글자 
찾기

○ ○ ○ ○ ○

5 5 뉴스 보고하기
뱅뱅 긴급 구조 

헬리콥터
○ ○ ○ - ○

6
6

색깔에 관한 
운율

어떤 소리일까요 ○ ○ ○ ○ -

7 시 읽기와 쓰기 신호등이 말해요 ○ ○ ○ ○ -

우리
나라
와 
다른
나라

7 8 책 만들기
여러 나라 옷 책 

만들기
○ ○ ○ ○ ○

8 9 서로에게 
읽어주기

아름다운 민속의상 ○ ○ ○ ○ ○

9

10 이야기하기
세계 여러 나라의 

집
○ ○ ○ ○ ○

11
시, 이야기, 

노래에 맞추어 
행동하기

음악이 필요해요 ○ ○ ○ ○ -

10
12 행복이란 사랑의 조각카드 ○ ○ ○ ○ -

13 친구 인터뷰하기
내가 다녀온 

여행지
○ ○ ○ - ○

도구
와 
기계

11 14 내 이야기판 
만들기

그림동화를 
만들어요

○ ○ ○ - ○

12
15 이야기판을 보고 

이야기하기
말 오케스트라 ○ ○ ○ - ○

16 저널소개
만약 에너지가 

없다면
○ ○ ○ ○ ○

지구
와 
우주

13
17 영화평론 일기예보 말하기 ○ ○ ○ - ○

18 학급우편함 환경만화 만들기 ○ ○ ○ ○ ○

14 19 교실모형에 대해 
이야기하기

환경신문 만들기 ○ ○ ○ - ○

보도
기관

15 20 이집은 000의 
집이예요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동물

○ ○ ○ ○ ○

[표 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학습활동과 창의성 범주

하게 함으로써 유아는 자신의 창의적인 언어표현활동인 

상상력과 독창성으로 자기의 논리적인 주장과 질문에 관

여하게 되고, 새로운 단어를 학습하는 데 흥미를 보일 것

이다. 

한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학습활동에 대해 C대

학교와 N대학교의 유아교육 전문가에 의뢰하여 동질성 

여부의 자문을 구하였으며, 학습활동과 창의성간의 범주

는 표 7과 같다.

창의성범주구분: ① 유창성 ② 정교성 ③ 독창성

④ 제목의 추상성 ⑤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2.4.3 실험집단의 교육활동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은 매주 화요일 11시 

30분부터 12시 15분까지 45분 동안 이루어졌다(주 1회인 

경우 화요일, 주 2회인 경우 화, 목요일). 실험처치를 하

지 않은 날들은 유치원 교육과정에 의한 일상적인 수업

을 실시하였다. 언어활동은 대집단 및 소집단의 집단 형

태 활동으로 이야기나누기, 역할놀이, 조형활동, 동화, 게

임, 신체표현 등을 통하여 유치원일과 활동 속에서 경험

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처치를 위한 프

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은 20가지 학습활동들로 활

동명, 활동목표, 핵심능력, 집단 형태, 활동자료, 활동방

법 및 확장활동 등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2.4.4 통제집단의 교육활동 

통제집단은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언어생활영역에 

근거한 언어활동을 매주 화요일(주 1회인 경우 화요일, 

주 2회인 경우 화, 목요일) 11시 30분부터 12시 15분까지 

언어활동을 실시하였고, 실험처치를 하지 않은 날들은 유

치원 교육과정에 의한 일상적인 수업을 하였다. 통제집단

의 언어활동은 활동명, 활동목표, 핵심능력, 집단 형태, 

활동자료, 활동방법 및 확장활동 등의 순서로 이루어졌

다.

2.5 사후검사

실험처치가 끝난 후, 연구자와 보조연구자가 사전검사

와 동일한 검사도구와 장소에서 동일한 검사방법으로 사

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TTCT 도형검사는 사전검사

에서 사용하였던 A형과 동형인 B형을 사용하여 활동1

(그림 구성하기), 활동2(그림 완성하기), 활동3(원을 사용

하여 그림그리기)을 실시하였다.

2.6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

의 창의성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

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유아들이 집단간에 동질적으로 배치되

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간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둘째, 창의성의 집단간 사전․사후 검사에 대하여 일

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유창성의 차이 분석

연구문제 1-1의 사전․사후검사에서의 변인별 전체점수

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두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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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집단
인원수

〔n)
평균(M)

표준편차

〔SD)
t p

사전

검사

실험집단 40 100.25 3.19 .405 .688

통제집단 40 99.85 3.05

사후

검사

실험집단 40 112.60 7.31 6.713 .000

통제집단 40 101.00 2.51

[표 8] 집단간 사전․사후검사에서의 동질성 검증

 p<.05

실험처치 전 유창성에 대한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

(M=100.25 (SD=3.19))과 통제집단(M=99.85(SD=3.05)) 

간에 유의한 차이(t=.405, p=.688>α=.05)가 없었다. 그러

나 사후검사에서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 수업

을 받은 실험집단의 유창성 평균점수는 M=112.60 

(SD=7.31),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 수업을 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M=101.00 (SD=2.51)으로 나타남으로써 

유의한 수준(t=.6.713, p=.000<α=.05)에서 평균점수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분산분석

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표본이 무작위로 추출되었으며 모

집단이 동일한 분산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본 

Levene 통계량은 표 9와 같다. 

 검사
Levene 
통계량 자유도1 자유도2 p

사전검사 .147 1 38 .703

[표 9] 유창성에 대한 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검정

p<.05

Levene 통계량 값이 .147로서 충분히 크며 p=.703> α

=.05로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모집단 분산이 동일하므로 집단간 사전․사후 검사에 

대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사전

검사

집단-간 1.600 1 1.600 .164

집단-내 370.300 78 9.745  

합계 371.900 79   

사후

검사

집단-간 1345.600 1 1345.600 45.059
***

집단-내 1134.800 78 29.863  

합계 2480.400 79   

[표 10] 유창성의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분산분석

***
p<.001

[표 10]에서 사전검사는 검정통계량(F=.164)의 유의확

률 p=.688>α=.05로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검

정통계량(F=.45.059)의 유의확률 p=.000<α=.05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여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

의 유창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3.2 정교성의 차이 분석

연구문제 1-2의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한 정교성의 평

균 및 표준 편차를 알아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검사 집단
인원

수(n)
평균(M)

표준편차

〔SD)
t p

사전검사
실험집단 40 90.35 15.43 -.066 .948

통제집단 40 90.65 13.29

사후검사
실험집단 40 122.00 13.07 5.537 .000

통제집단 40 100.70 11.19

[표 11] 정교성의 사전․사후검사 분석

 p<.05

실험처치 전 정교성에 대한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

(M=90.35 (SD=15.43))과 통제집단(M=90.65(SD=13.29)) 

간에 유의한 차이(t=-.066, p=.948)가 없었다. 그러나 사후

검사에서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 수업을 받은 

실험집단의 정교성 평균점수는 M=122.00(SD=13.07), 프

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 수업을 하지 않은 통제집단

은 M=100.70 (SD=11.19)으로 나타남으로써 평균점수가 

유의한 수준(t=5.537, p=.000<.05)에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집단간 사전․사후 검사에 대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12와 같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사전

검사 

집단-간 .900 1 .900 .004

집단-내 7879.100 78 207.345  

 합계 7880.000 79   

사후

검사 

집단-간 4536.900 1 4536.900 30.654
***

집단-내 5624.200 78 148.005  

 합계 10161.100 79   

[표 12] 정교성의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분산분석

***

p<.001

[표 12]에서 사전검사(F=.004)에서는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검사(F=30.654)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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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3.3 독창성의 차이 분석

연구문제 1-3의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한 독창성의 평

균 및 표준편차를 알아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검사 집단
인원수

(n)
평균(M)

표준편차

〔SD)
t p

사전검사
실험집단 40 78.35 8.74 .343 .734

통제집단 40 77.40 8.80

사후검사
실험집단 40 98.20 11.89 4.842 .000

통제집단 40 83.25 7.02

[표 13] 독창성의 사전․사후검사 분석

p<.05

실험처치 전 독창성에 대한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

(M=78.35 (SD=8.74))과 통제집단(M=77.405(SD=8.80)) 

간에 유의한 차이(t=.343, p=.734)가 없었다. 그러나 사후

검사에서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 수업을 받은 

실험집단의 독창성 평균점수는 M=98.20(SD=2.51), 프로

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 수업을 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M=83.25 (SD=7.02)으로 나타남으로써 평균점수가 유의

한 수준(t=4.842, p<.05)에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집단간 사전․사후 검사에 대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사전

검사

집단-간 9.025 1 9.025 .117

집단-내 2921.350 78 76.878  

합계 2930.375 79   

사후

검사

집단-간 2235.025 1 2235.025 23.442***

집단-내 3622.950 78 95.341  

합계 5857.975 79   

[표 14] 독창성의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분산분석

***
p<.05

[표 14]에서 사전검사(F=.117)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으나 사후검사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독창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3.4 제목의 추상성 차이 분석

연구문제 1-4의 사전․사후검사별 제목에 대한 추상성

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알아본 결과는 표 15와 같다.

검사 집단
인원

수〔n)
평균(M)

표준편차

〔SD)
t p

사전검사
실험집단 40 90.95 9.58 -.235 .816

통제집단 40 91.65 9.26

사후검사
실험집단 40 98.50 10.47 1.026 .235

통제집단 40 94.80 8.86

[표 15] 제목에 대한 추상성의 사전․사후검사 분석

 p<.05

실험처치 전 제목에 대한 추상성의 사전검사는 실험집

단(M=90.95 (SD=9.58))과 통제집단(M=91.65(SD=9.26)) 

간에 유의한 차이(t=-.235, p=.816)가 없었다. 또한 사후검

사에서도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 수업을 받은 실

험집단의 제목에 대한 추상성 평균점수는 M=98.50 

(SD=10.47),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 수업을 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M=94.80 (SD=8.86)으로 나타남으로써 

평균점수가 유의한 수준(t=1.026, p=.235>.05)에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집단간 사전․사후 검사에 대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16과 같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사전

검사

집단-간 4.900 1 4.900 .055

집단-내 3375.500 78 88.829  

합계 3380.400 79   

사후

검사 

집단-간 136.900 1 136.900 1.455

집단-내 3574.200 78 94.058  

합계 3711.100 79   

[표 16] 제목에 대한 추상성의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분

산분석

[표 16]에서 사전검사(F=.055, p>0.05)는 집단간에 차

이가 없었다. 또한 사후검사(F=1.455, p>.05)도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서 프로젝트 스펙

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제목에 대한 추상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5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의 차이 분석

연구문제 1-5의 사전․사후검사별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알아본 결과는 표 17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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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집단
인원수

〔n)
평균(M)

표준편차

〔SD)
t p

사전검사
실험집단 40 59.85 10.90 -.961 .342

통제집단 40 63.15 10.81

사후검사
실험집단 40 86.80 9.29 7.018 .000

통제집단 40 65.80 9.63

[표 17]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의 사전․사후검사 분석

p<.05

실험처치 전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의 사전검사에서

는 실험집단(M=59.85(SD=10.90))과 통제집단(M=63.15 

(SD=10.81)) 간에 유의한 차이(t=-.961, p=.342)가 없었다. 

그러나 사후검사에서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

동 수업을 받은 실험집단의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평

균점수는 M=86.80(SD=9.29),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

활동 수업을 하지 않은 통제집단은 M=65.80(SD=9.63)으

로 나타남으로써 평균점수가 유의한 수준(t=7.018, 

p=.000<.05)에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집단간 사전․사후 검사에 대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사전

검사
집단-간 108.900 1 108.900 .924

 집단-내 4477.100 78 117.818  

 합계 4586.000 79   

사후

검사
집단-간 4410.000 1 4410.000 49.253***

 집단-내 3402.400 78 89.537  

 합계 7812.400 79   

[표 18]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의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분산분석

 ***
p<.001

[표 18]에서 사전검사는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검사(F=49.253)에서는 두 집단 간에 유의

미한 차이를 보여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

의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4.1 논의

만5세 남녀 유아 80명을 연구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유아들에게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을 적용 하였

을 때 창의성에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는지를 탐구해 보

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을 하였을 때 유아의 창

의성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논의해 분석하면, 프로젝트 

스펙트럼 언어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유치원 교육과

정의 언어생활영역에 근거한 언어활동의 통제집단 유아

들 보다 유창성, 정교성, 독창성,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

항에 있어서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목의 추상성은 증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제시된 특정자극에 대해 산출한 반응의 제

목이 보다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도록 명명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제목의 추상성은 큰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결

과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영역 활동에서 문학적이

고 추상적인 한정어의 교수-학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Krenchevsky(1991)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38].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

동이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언어생활영역에 근거한 

언어활동보다 유창성, 정교성, 독창성, 성급한 종결에 대

한 저항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변윤희(2006)의 창의성 루브릭 개발 과정을 포함한 메

이킹북 프로그램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실험처치한 

결과 유창성, 정교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성급한 종

결에 대한 저항에서 유아의 창의성이 증진되었다는 연구

와 박윤(2006)의 프로젝트 스펙트럼에서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창의성발달에 미치는 효과에서 이야기하기, 내 이

야기판 만들기, 친구 인터뷰하기, 영화평론, 우리들의 노

래, 서로에게 읽어주기, 학급우편함, 책 만들기의 8가지 

언어활동 프로그램을 실험집단에 적용한 결과 유창성, 융

통성, 독창성, 정교성에서 창의성의 효과가 증진되었다는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한다[39,40]. 이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들이 작업 양식에서 유창성, 정교한 

묘사, 독창성, 상상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발산하는 능

력과 수렴적 사고를 반복해야 하는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박이심(2006)도 유치원 생활주제별 SCAMPER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에서 변윤희, 박

윤의 연구와 일치되게 창의성의 하위요소 모두에서 향상

되었다고 보고하였다[41]. 그러나 제목의 추상성은 증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유아 개개인의 특성상 쓰기를 어려워하

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박효진(2007)은 Arts Propel에 기초한 동시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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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세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연구에서 실험집단의 유

아들이 비교집단의 유아들에 비해 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 상상력에서 창의성이 증진 되었다고 하였다[42]. 이는 

전경원의 검사 도구를 사용한 결과이나 그 맥은 일치 한

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다중지능에 기초한 프로젝

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들은 창의성의 하위요소와 상관

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의 연구들에서 밝혀듯이 프로젝트 스펙트럼

의 언어활동은 창의성의 하위요소인 유창성, 정교성, 독

창성,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유아교육기관에서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4.2 결론 

이상과 같이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프로젝트 스펙

트럼의 언어활동은 유아들의 창의성 발달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임을 시사하는 것이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21세기 유아교육에 있어서 국가적 주요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창의성을 개발하는데 있어 유아

교육 현장에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을 유치원 

교육과정의 언어생활영역에 적용하는 통합적인 교수-학

습 방법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은 작업 양식에

서 유창성, 정교한 묘사, 독창성, 상상적이고 추상적인 사

고를 발산하는 능력과 수렴적 사고를 반복해야 하는 활

동들로 이루어진 활동이므로 유아 자신의 창의적인 언어

능력을 증진하여 논리적인 주장과 질문에 관여하게 됨으

로 모든 유아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강점영역을 발견

하여 유아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하여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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